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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의도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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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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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 앱)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의도
와 충성도의 변수인 정보품질(상호작용, 내용, 정황성)에 개인적인 태도(혁신성, 친숙성)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혁신성, 콘텐츠품질, 정황성품질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친숙성과 상호작용품질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의도 역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market of smartphone applications grows rapidly. We studied to evaluate empirically how personality 
variables related to personal attitudes(innovativeness and affinity) and information quality(interaction, content, and 
contextual) can affect use intention and customer loyalty in smartphone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novativeness, content quality and contextual quality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s to use smartphone applications. However affinity and interactivity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use intention. And use intention was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customer loyalty for smartphon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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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 세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스마트폰 앱) 시
장의 규모는 2009년에 828백만 USD, 2010년에 2155백만 
USD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1.]. 그러나 스마트폰 앱 시
장은 애플과 구글이 주도하는 오픈 마켓(Open market)의 
형태로서 기존의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시장과 매우 다르
다[2,32].  

스마트폰은 커뮤니케이션, 오락, 업무를 위한 도구이
며[33], 스마트폰의 특성은 이동성, 즉시성(실시간성), 소
통성, 통합성(PC와의 동기화 가능), 특히 시공간 초월성 
등[34]인데 이는 기존의 PC(노트PC 포함)와 매우 다른 

특성이므로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새롭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자의 사용의도
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용자가 지각하
는 정보품질 요인과 개인적 성격 변수를 선정하였다. 스
마트폰 앱 사용자가 지각한 정보품질 특성에 관한 변수
(상호작용품질, 콘텐츠품질, 정황성품질)들과 개인적 성
격 성향(혁신성, 스마트폰 친숙도)를 도출하고 사용자의 
개인적 성격과 지각된 앱 품질 특성이 사용의도와 충성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기술수용모델(TAM)을 기반으로 한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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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관련 연구

2.1 문헌 연구

2.1.1 모바일 서비스 사용의도

O’Cass & Fenech[3]은 온라인 쇼핑을, Kuo & Yen[4]
은 모바일 상거래를, 그리고 Luarn & Lin[5]는 모바일 뱅
킹에서의 사용의도를 기술수용모형을 이용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이전의 연구는 주로 성능과 
효과에 대한 기대, 사회적 영향력과 같은 조직에 속한 사
용자들의 집단 측면의 속성을 설명하였고 개인적인 속성
을 설명하지는 않은 한계가 있다[6].

2.1.2 정보품질

Wang & Strong[7]은 정보품질(Information Quality: 
IQ)에 관한 연구에서 기존에 중시되어 온 변수들을 실증
적인 분석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특성을 고유성
(intrinsic), 접근성(accessibility), 정황성(contextual), 제시
성(representational)으로 분류하고 있다. 

Chae & Kim[8]은 정보품질에 관한 연구를 모바일 인
터넷에 확대 적용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4가지 정보품질 
요인 즉, 연결품질(Connection Quality), 콘텐츠품질
(Content Quality), 상호작용품질(Interaction Quality), 정
황적 품질(Contextual Quality)이 사용자의 만족과 충성도
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2.1.3 정보품질: 콘텐츠품질

Kapoun[9]은 웹페이지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기준으
로 정확성, 전문성, 객관성, 최신성, 영역명확성을 제시하
고 있으며, Smith[10]는 인터넷 정보자원의 평가항목 중 
콘텐츠 항목에서는 정확성, 전문성, 최신성, 유일성을 기
준으로 선정하였다.

2.1.4 정보품질: 정황성품질

정황성품질(Contextual quality)은 사용자가 어떠한 상
황에서든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게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Wang & Strong[7]은 정황성품질에 관련된 세
부변수로 적절성(relevancy), 부가가치(value-added), 적시
성(timeliness), 완전성(completeness), 데이터의 양(amount 
of data)을 제시하였다. Mueller 등[11]은 모바일 서비스
의 생산 측면에서 위치확인(localization), 신원확인

(identification), 즉시성(immediacy), 영속적 가용성
(permanent availability) 등을 제시하였다. Kalakota & 
Robinson[12]은 모바일 환경의 특성으로서 개개인이 처
한 시간과 위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황기반 제
공성(contextual offer)에 의하여  소비자 개인의 구매 성
향이나 관심분야에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정보와 서비스
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2.1.5 충성도

충성도는 선호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
매하게 만드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깊은 몰입으로서 브
랜드 전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나 마케팅 시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브랜드를 재구매하려는 행동적 경향성
과 편향된 호의적 태도를 말한다. Anderson 등[13]은 여
러 제품 부류에서 고객만족이 충성도의 주요 요소라고 
하였고 Gummerus 등[14]은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친숙도
가  충성도에 유의하다고 하였다.

2.2 기술수용모형

사용자의 정보기술 선택 및 사용에 관해서는 이성적 
행동이론(TRA), 기술수용모형, 동기부여 모델, 계획행동 
이론, 혁신확산 이론, 사회인지 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에서 기술수용모형은 온
라인 쇼핑[3], 모바일 상거래[4], 모바일 뱅킹[5]에서의 사
용의도에 대해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
술수용모형을 연구의 기본적인 모형으로 사용하였다.

3. 연구 가설

3.1 개인적 성격과 사용의도에 관한 가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휴대하고 사용하는 스마트폰 환
경에서 동작하는 스마트폰 앱의 개인적 사용의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격 변수에 대해 연구를 진
행하였는데 두 가지 개인적 성격 변수들, 즉 혁신성[15]
과 친숙도[16]가 스마트폰 앱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3.1.1 혁신성과 사용의도

혁신성은 그들 자신의 경험의 맥락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
한 성격 변수이다. Limayern 등[17]은 혁신성은 직·간접
적으로 인터넷 쇼핑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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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smith[18]도 온라인 쇼핑의 빈도와 향후 온라인 쇼핑 
의도는 인터넷에 대한 참여와 온라인 구매 등의 혁신적
인 성향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고 입증하였다. Citrin 등
[19]은 인터넷 사용에 관한 내적 혁신성이 소비자의 행위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들에 따라 다음
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사용자의 혁신성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의
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친숙도와 사용의도

친숙도와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능동적으로 찾는다는 전제 조건을 기
반으로 한다[20]. 미디어 친숙도는 개인의 삶에서 매체의 
중요성을 정량화한 것으로, 미디어와 그 콘텐츠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평가하는데 이용되어 왔다[21]. Ruiz & 
Sanz[22]는 인터넷 친숙도와 인터넷 의존성 사이에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려는 의
도는 특별히 강한 인터넷 의존성의 결과라고 입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2. 스마트폰 앱에 대한 친숙도는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정보품질 특성과 사용의도에 관한 가설

2장에서 분석한 정보품질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앱 환경에서 사용되는 
정보품질의 세부 변수로서 상호작용품질, 콘텐츠품질, 정
황성품질을 선정하였다. 

3.2.1 상호작용품질과 사용의도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소형 단말기이
므로 조작이 어렵고 화면이 작기 때문에 사용 용이성과 
표현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매우 중요하다[23]. Preece 등
[24]은 커뮤니티의 사용의 구성요인으로 탐색편리성, 접
속 용이성을 정의하였으며, Emma 등[9]은 탐색 편리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Chae & Kim[8]은 Wang & 
Strong[7]의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구조, 탐색, 제시성과 
같은 변수로 측정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의 상호작용
품질을 제안하였다. Cho 등[25]은 스마트폰의 영향 요인
으로 이동성, 상호작용성, 혁신성, 사회적 영향, 직무 적
합성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3. 스마트폰 앱에 대하여 사용자에 의해 지각된 
상호작용품질 특성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
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콘텐츠품질과 사용의도

Kargin & Basoglu[26]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콘텐츠의 
품질과 원활한 이동성이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의도에 긍
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정보품질과 시스템품질이 사
용자의 만족도와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4. 스마트폰 앱에 대하여 사용자에 의해 지각된 
콘텐츠품질 특성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의
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정황성품질과 사용의도

Chae & Kim[8]은 Wang & Strong[7]의 개념을 모바일 
인터넷으로 확장시켜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정황에 맞
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황성품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정황성품질의 핵심은 사용
자가 처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모바일 인터넷이 제공되
어야 한다는 점이다[27].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도출하였다.

가설5. 스마트폰 앱의 사용자에게 지각된 정황성품질 
특성은 스마트폰 앱에 대한 사용의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사용의도와 충성도에 관한 가설 

Chae & Kim[8]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정보품질
에 관한 연구에서 정보품질이 사용자의 만족과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Alda´s-Manzano 등[28]은 
모바일 쇼핑 사용의도가 모바일 쇼핑 기업 브랜드에 대
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의 주장과 연구결과를 볼 때 스마트폰 앱 사용의도는 스
마트폰 앱 충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6. 스마트폰 앱 서비스의 사용의도는 스마트폰 앱
에 대한 충성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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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320)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78 55.6%

여성 142 44.4%

스마트폰 
사용 기간

6개월 미만 127 39.7%

6개월~1년 108 33.8%

1일 
이용시간 

(통화 제외)

1년 이상 85 26.6%

1시간 미만 87 27.2%

1시간~10시간 167 52.2%

스마트폰 
만족도

10시간 이상 66 20.6%

만족(매우만족 포함) 220 68.9%

보통 54 16.9%

불만족(매우불만족 포함) 46 14.4%

20대(18세 이상) 211 65.9%

나이
30대 85 26.6%

40대 17 5.3%

50대 이상 7 2.2%

스마트폰 
브랜드

애플 179 55.9%

삼성 102 31.9%

LG 8 2.5%

기타 19 5.9%

앞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 앱 사용자의 지각한 특성에 관련된 변수들을 도
출하였다. 즉, 사용자의 지각된 상호작용품질, 콘텐츠품
질, 정황성품질 특성과 개인의 성격 성향(혁신성, 친숙도)
이 사용의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것들이며,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 모형과 가설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Fig. 1] Research model and hyporthesis

4. 실증 분석 및 결과

4.1 표본 설계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실증분석을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요인들을 기본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무작위성을 위
하여 설문의 배포는 특정 연령이나 특정 대상에 치우치
지 않도록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3월과 4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스
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여 총 335부가 회수되었다. 그리고 회수된 설문지 중 스
마트폰을 이용 하지 않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15부
를 제외한 총 32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 응
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 및 설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 및 관련 선행 연구
[Table 2] Variables and related works

변
수 항목 변수 정의 선행 

연구

독
립

변
수

상호작용
품질

앱 메인 메뉴의 전체 콘텐츠 구조 제시
앱 탐색 중 이전에 방문 콘텐츠로 이동
앱에서 콘텐츠 위치 파악 용이성
앱 콘텐츠의 일관성
앱의 화면 디자인의 조화성

[7]

[8]

[25]

[29]

콘텐츠 
품질

앱 제공 콘텐츠의 풍부성.

앱 제공 콘텐츠의 신뢰성.

앱 제공 콘텐츠의 객관성.

앱 제공 콘텐츠의 다양성. 

앱 제공 콘텐츠의 최신성.

[9]

[10]

[26]

정황성 
품질

앱의 편재성 및 실시간 접속 능력.

앱의 사용자인식 및 맞춤서비스 제공 능
력.

앱 입력 과정의 단순성 정도.  

앱의 환경 적응 설정 용이성

[7]

[11]

[12]

[27]

혁신성
최신 앱으로 교체하려는 정도
앱 정보 확보 노력
앱 활용 능력
앱의 사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정도.

[15]

[17]

[18]

[19]

친숙도
앱의 일상생활 상의 비중
앱 삭제 시 불안감의 정도
앱 삭제 시 생활 상 불편함의 정도

[16]

[20]

[21]

[22]

종
속

변
수

사용의도 앱에 기대하는 효과의 크기
앱 구매에 흔쾌히 비용을 지불하려는 정도

[4]

[6]

[30]

[31]

충성도 동일 앱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도
타인에게 앱을 추천하는 정도

[8]

[12]

[14]

[28]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측정 모형의 분석을 통해 연구모형에 불필요한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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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

상호 
작용

콘텐츠
품질

정황성
품질 혁신성 친숙도 사용 

의도 충성도
II-1 .601

II-2 .738

II-3 .411

II-4 .531

II-5 .501

II-6 .637

II-7 .542

II-8 .584

II-9 .410

II-10 .321

II-11 .410

II-12 .530

II-13 .418

II-14 .409

II-15 0.333

II-15 .601

II-17 .524
II-18 .610

II-19 0.408

II-20 .530

II-21 .522

II-22 .700

II-23 .675

III-1 .653

III-2 .611

III-3 .586

III-4 .601

III-5 .670

III-6 .728

제거한 후에 변수들의 다항목 척도간의 신뢰성
(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측정하였다. 신뢰성 측정
은 크론바흐 알파(Ch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이 없었으며 본 연
구의 구성변수들에 대한 알파계수가 0.7에서부터 0.8사이
에 분포되어 있어 다중 항목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만족
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의 신뢰성 분석
[Table 3] Reliability of variables

변수명 설문항목 수 크론바흐 α
상호작용품질 5 0.7596

콘텐츠품질 5 0.7057

정황성품질 5 0.8229

혁신성 4 0.7001

친숙도 4 0.7021

사용의도 3 0.8212

충성도 3 0.8536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호작용품질, 콘텐츠품질, 정황
성품질, 혁신성, 친숙도, 사용의도, 충성도에 대한 척도들
의 수렴 타당성 및 판별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Varimax 직각회전 방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수렴 및 판별 타당성을 갖추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요인 분석 결과
[Table 4] Factorial analysis of variables

4.3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모형상의 모수들을 
동시에 추정하였다. 모수추정 방법은 자료의 정규분포를 
기본가정으로 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이용하였다. 구조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우선 
유의 확률인 P값(0.0527)(P>0.05)이 제시되었다. 전체적
인 모형 적합도 평가치는 카이제곱 값이 91.095이며, 자
유도는 276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적합도의 척도인 GFI
(모형적합도 지수, 0.9이상 이면 우수)는 0.9207이고, 
AGFI(모형적합도 수정지수, 0.8이상 우수)는 0.817이고, 
RMR(평균잔차 제곱근, 0.08이하 우수) 0.064로 나타났
다. 그 외 NFI(0.9이상 우수), CFI(0.9이상 우수),FI(0.9이
상 우수)는 각각 0.925, 0.919, 0.916으로 일반적인 기준
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검증을 위한 모
형의 추정 결과에 따른 가설의 채택 및 기각은 가설채택
여부를 나타내는 기각비(C.R: critical ratio)값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기각비는 인과계수를 표준오차로 나눈 것으
로 95% 유의수준에서 1.96보다 크면 유의하고, 99% 유
의수준에서 1.65보다 크면 유의하다고 본다. 모형 상 모
수들에 대한 구조방정식의 추정 결과 및 가설검증 결과
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추정 결과 및 가설 검증
[Table 5] Estination and validation of hyphothesis

가설 추정치 표준
오차

Critical 

Ratio

채택 
여부 유의 수준

가설1 0.211 0.198 1.998 ○ α=0.05

가설2 0.345 0.257 - × N.S

가설3 0.145 0.155 - × N.S

가설4 0.202 0.195 1.979 ○ α=0.05

가설5 0.191 0.432 3.405 ○ α=0.05

가설6 0.201 0.217 - ×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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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 여부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혁신성, 콘텐츠품질, 정황성품질
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가설1, 가설4, 
가설5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즉 CR이 
1.96 보다 크므로 유의 수준 5%내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친숙도와 상호작용품질은 사용의도에 유의
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가설2와 가설3은 
기각하였다. 사용의도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
정한 가설6의 경우에는 사용의도가 충성도에 긍정적인 
관계가 적음을 나타냈다.

급속히 성장하는 스마트폰 및 앱 시장[1]에서는 하이
테크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기술수용 수명주기(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라는 분석의 틀에 의하면 혁신자
(innovator)와 초기수용자(early adopter)가 주로 고객집단
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신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연구개
발에 참고하는 목적으로 가진 사용자들과 신기술에 대한 
매니아 그룹들로 신제품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소
비자 집단이다. 이들의 성향은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1로 설정된 혁신성이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폰은 노트북과 일반이동전화의 결합적 특성을 
지닌 제품으로 휴대가 가능한 PC의 기능과 동시에 기존
의 휴대전화가 가진 기능인 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기능
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PC에서 중요변수로 입증
된 콘텐츠품질과 모바일과 관련한 모바일 인터넷 연구에
서 중요 변수임이 입증된 정황성품질을 스마트폰 앱에서
도 하나의 변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설정한 가설4, 가설5로 설정된 스마트폰 앱의 콘
텐츠품질과 정황성품질이 스마트폰 앱 사용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2와 3으로 설정된 스마트폰 앱의 친숙도와 상호
작용품질이 스마트폰 앱 사용의도에 긍정인 관계를 나타
내지 못한 것은 친숙도와 지각된 상호작용품질이 낮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앱 사
용 기간이 기존의 PC나 휴대폰 앱에 비견할만한 친숙도
나 능숙한 상호작용성을 형성할 만큼 오래 되지 않았다
는 점이다. 설문에 참여한 사용자 중 대부분(73.5%)의 앱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국내 사용자들도 비슷한 추세
를 보이므로(방송통신위원회, 2010) 이 현상은 시장 전반
의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스마트폰의 
소형화면 출력과 오타가 빈발하는 터치스크린 입력 방식
의 낮은 상호작용품질이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 단말기인 
노트북 PC나 태블릿 PC와 같이 대형 고해상도 스크린을 
통한 상호작용품질 수준에 현격하게 미치지 못하므로 친

숙도 역시 낮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으
로 스마트폰 앱 개발자(개인 또는 기업)는 사용자의 음성
인식, 구순(口脣)형태 인식, 표정 인식, 제스처 인식 등과 
같은 상호작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여 스
마트폰 앱의 상호작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가설6으로 설정된 스마트폰 앱의 사용의도가 충성도
에 긍정적 관계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이 많고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손
쉽게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어느 한 앱
에 대한 충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설1에 의하면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의 고유 기능이나 특
성에 만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앱을 탐색하고 실
험해 보는 혁신성이 강할수록 더 강한 사용의도를 가지
는데 반면에 혁신성이 강할수록 어느 한 앱에 종속되고
자 하는 충성도는 낮아지므로 스마트폰 앱의 사용의도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4 장에서의 분석 결과, 앱 사용의도에 사용자 혁신성, 
콘텐츠품질, 정황성품질이 양(+)의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
고, 스마트폰 친숙도와 앱 상호작용품질은 음(-)의 유의
함을 보여주고 있다. 앱 사용의도는 앱 충성도에 음(-)의 
유의함을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모바일, 모바일 인터넷, 기술경
영, 서비스 공학, 커뮤니티 이론 등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요인들 중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선정하였는데, 이
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상당부분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의 변수들
이 스마트폰 앱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둘째, 스마트폰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스마트폰 앱 콘텐츠의 다양성임이 밝혀졌다. 스마트폰 사
용자들은 구매할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가 부족하다는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애플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
지하는 이유는 경쟁사에 비해 앱 스토어에 많은 스마트
폰 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제조
회사나 통신사는 고객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됨을 의미한다. 

셋째, 스마트폰 마케팅 대상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생, 직장인 집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
다. 이들 집단의 경우 향후에 스마트폰 상거래 시장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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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 이끌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자집
단과 일반구매자집단에 대해 시장을 분리하여 집중화된 
마케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용자의 사용의도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및 커뮤니티에 대
한 연구 결과를 스마트폰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그 결과 스마트폰 앱의 사용의도가 스마트폰 앱 충
성도에 긍정적인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스마트폰 
앱 사용자의 성향이 기존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성향
과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한 대책을 세워야 함을 시사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앱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앱 개발자(개인 또는 기업)가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스마
트폰 앱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서 본 연구
에서 입증된 스마트폰 앱 사용의도 결정 요인인 콘텐츠
품질, 정황성품질  및 혁신성을 지원하는 앱 소프트웨어 
기술 및 사용의도 평가도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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